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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

습능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종단: 2005>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학

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

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학생의 수학과목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업관리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배제한 사교육비 지출의 주효과는 학생

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비 효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학업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 행동적 지원과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사교육, 학업관리,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경제적 지원, 부모, 가정

Ⅰ. 서론

가정의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사회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아동이 

학습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기 해서는 그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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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가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의 지원 없을 경우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며(Stipek & Ryan, 1997), 학업활동과 학습동기를 장기 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Borkowsli & Thorpe, 1994),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물과 실패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이처럼 학생들의 학습에 요한 향을 

미치는 가정의 지원은 경제  지원, 행동  지원, 심리  지원 등의 여러 형태로 드러난다. 이 

가운데 가정의 경제  지원의 한 형태인 사교육비 지출은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회 상이자, 많은 교육연구자들이 심을 가져온 역이다.

사교육비용의 지출은 한국의 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표 인 방식이다. 

한국의 많은 가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해 과외나 학업수업과 같은 사교육에 

많은 경제  비용을 지불한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사교육비용에 연간 20조 이상을 지출하며 일

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70% 이상이 국어, 수학, 과학 과목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김양분 외, 

2003). 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성기선, 김 엽, 2010). 이 

같은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용의 지출은 자녀의 학습에 한 경제  지원의 한 형태인 

사교육 효과에 한 한국 가정의 믿음을 잘 보여 다. 

하지만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결과는 그리 일 되지 않다.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분명

히 존재하지만(김경식, 2003; 김인옥, 2002; 김일 , 강상진, 2005; 박도 , 박정, 김성숙, 2001; 상

경아, 2006; 상경아, 백순근, 2005), 반 로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부정 인 향을 미치거나(김태

일, 2005; 임천순, 박소 , 이 호, 2004), 학업성취와 유의한 련이 없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김진 , 2007a; 한 동, 성병창, 길임주, 2001). 한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 역시, 학생의 성취수 , 과목 등에 따라 사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 다.

그 다면 부모의 경제  지원은 아동의 학업성취를 언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회경제  자

원의 차이로 자녀의 인 자원 창출에 차별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한 투자이론(Becker, 1993)과 

달리 Coleman(1988)은 가정의 사회경제  자원과 자녀의 인 자원 사이의 인과 계를 설명하

기 해 가족내의 계성에 주목하 다. 그는 물질  자원과 학업성취를 연결시켜  매개 변인

으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다.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에 의하여 발생

되며 주로 자녀 교육에 한 부모의 심이나 시간의 투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르

면, 가정의 실제 자본이 자녀의 인 자원을 창출하기 해서는 반드시 사회  자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학업상황에서 부모의 경제  지원이 효과를 가지기 해서는 부모의 행동 ·

심리  지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심을 

갖고 이를 지도하고, 리하며, 성공  실패 상황에서 한 지지와 조언을 하는 등의 행동 ·

심리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가정의 경제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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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의 효과에 한 일부 연구는 가정의 배경 요인이 사교육

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음을 함께 보고하고 있다(김일

, 강상진, 2005). 이들 연구는 비록 직 으로 가정의 행동 ·심리  지원이 사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향의 가능성을 제시해 다.

부모의 행동 ·심리  지원에 한 선행연구는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정 인 향을 잘 보여 다. 부모가 자신에게 거는 심리  기 가 높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며(신종호, 신태섭, 권희경, 2004; 박 신, 김의철, 2003), 부모가 의사결정시 아

동의 의견을 반 하고 아동의 기분을 존 하고 선택권을 제공할 때 아동의 동기는 보다 높아진

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특히 부모가 자신에게 요한 존재라고 지각할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이러한 정 인 향은 더욱 커진다(이정선, 2001).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

과가 부모의 학업 리의 조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 다. 부모의 학업 리는 자녀

에게 지각되는 부모의 행동 ·심리  지원의 요한 형태로(Fan & Chen, 2001), 자녀의 숙제를 

돌 주는 데 시간을 보내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Fehrmann et al., 1987; Peng & Wright, 1994; Yap & Enoki, 1995). 만일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경제 으로만 지원하는 경우,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학원  과외 교사로 넘어가고 부

모는 투자자와 같은 수동 인 역할만을 담당하기 쉽다. 반면, 부모가 극 으로 자녀의 학업에 

심을 가지고 이를 리하는 경우, 부모는 여 히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더불어 능동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경제  지원을 자신의 학업에 한 지지로 보다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의 학습에 한 부모의 경제  지원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지지’의 방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 로 자율성을 하시키는 ‘억압’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부모의 권유에 의해 과외를 수강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김진 , 2007b; 윤정일, 1997). 이에 따라 학습자의 자율 인 동기로 사교육을 수강

하고 이에 드는 경제  비용을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 못지않게, 부모의 압력에 의해서 사교육

을 강제로 수강하는 학생들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 동기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과외를 원해서 선택한 경우 학습동기 수 이 

가장 높았고, 부모의 압력에 의해서 과외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수 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장혜정,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자율 인 사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사

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자녀의 학습에 한 부모의 지원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특성은 학습동기나 자기조 학습능력과 같은 학생 개인 변인을 매개로 하

여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종백, 김 엽, 2009; Grolnick & Slowiaczek, 1994).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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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나이가 증가하여 아동이 학교와 같은 가정 외의 다른 사회  공간에 지내는 시간이 늘어

남에 따라, 부모가 아동에게 직 으로 미치는 향력은 더욱 어든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따라서 학생 이상의 아동을 연구의 상으로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

는 향만을 단선 으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발달과정 속에서 형성된 인지 , 동기  특성들과

의 계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  지원의 한 형태인 사교육의 효과가 부

모의 학업 리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의 조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 다. 자기조

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리하며, 부모의 지원을 자신의 학업자원으

로 잘 활용한다(Zimmerman, 2000). 따라서 자기조 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자기조 학습능

력이 낮은 학생들은 외 인 통제에 의해서 사교육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은 학습자의 학업능력과 학업에 한 동기를 신장시키기보다, 학습에 한 흥미를 잃게 

하고 이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  지원이 독립 으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기 보다

는 부모  학생개인의 변인의 조 효과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부모의 학업 리  

학생의 자기조 능력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 리의 조 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달라

지는가?

둘째,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의 조 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

이 달라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자료의 기 년도에 선발된 학생 

6,90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5년 150개 학교에서 재학 이었던 

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상으로 해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007년의 2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경제  지원과 학업 리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

력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에 있어, 해당 변인들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기 -최 화 방식으로 체하여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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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최 화 방식은 결측자료의 분포 모양을 가정하고, 그 분포 하에서 결측치에 한 우도값을 

추정하는 기법이다(Hair et al., 2010).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모두 제거할 경우 표본의 상실이 

커져,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한 후 결측치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기 -최 화 방식을 선택하

다. 

본 자료의 분석은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 때 독립변인의 투입은 동시투입방법

(enter method)을 용하 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부모의 경제  지원을 나타내는 사교육 정도는 부모가 학생의 학업지도를 해 

사용한 사교육비용으로 측정하 으며 사교육비용은 주요 교과인 수학에 해당하는 2차년도의 학

원  과외비용으로 소요된 체 비용을 사용하 다. 사교육비용의 경우 회귀분석을 한 정규

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해, 로그화를 통해 수변환된 값을 사용하 다. 

부모의 학업 리는 2차년도 부모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설문 문항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학업활동에 개입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네 개의 문항( : 나는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

다.)에 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이들 4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3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은 2차년도 학생자기조 설문지의 문항들 가운데 자기조 의 행동

지표와 련된 문항들의 사용하 다. 이들 문항들은 학업과제에 한 학생들의 노력, 끈기, 시간 

 공간 리, 도움요청  자원 활용과 련된 문항들이다( : 나는 공부할 때 가장 요한 내용

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 37개 문항에 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0.93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에는 각 문항에 한 학생들의 응답의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  계를 고려하

여 2차년도가 아닌 3차년도 수학 과목에 한 학업성취 수를 활용하 다. 한 이  학업성취 

수 을 통제하기 해 이  해인 2차년도의 수학 과목에 한 학업성취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

하 다. 

Ⅲ. 연구결과

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독립변수간의 상 계를 확인하 다. 

분석결과, 학생들의 수학성취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약 10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254  아시아교육연구 11권 4호

1 2 3 4

1. 2학년 수학성취도 -

2.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0.15** -

3. 부모의 학업관리 0.21** 0.15** -

4.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0.24** 0.06** 0.24** -

** p <.01

<표 2> 독립변수간의 상 계

다(<표 1> 참조).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학년 수학성취도 400.53 67.01 288.00 637.00

3학년 수학성취도 510.15 62.07 425.00 721.00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2.20 0.57 -0.69 4.70

부모의 학업관리 3.33 0.63 1.00 5.00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2.73 0.36 1.00 4.00

<표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치

독립변수들 간의 상 이 지나치게 높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muti-collinearity) 

효과를 확인하기 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 을 살펴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독립변수 간의 상 이 0.06~0.24로 비교  낮은 값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공선성 검증

을 수행한 결과, 독립변수의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이 

한 값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수행하여도 다 공선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

다. 일반 으로, 모수추정치에 한 허용도가 0.1 이하 그리고 분산팽창요인이 5-10 이상이면 

다 공선성이 의심되는데(Hai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독립변수에서 허용도가 

0.64~0.90으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VIF 값도 1.04~1.56으로 모두 5 미만이었다.

본 연구의 주목 인 부모의 학업 리와 자기조 학습능력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주요 측 변인들의 주효과를 확인하기 해 주변인만을 측변수에 포함시켜 다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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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분석 결과, 본 모형의 결정계수(R
2
)가 0.391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제  지원과 

부모의 학업 리, 그리고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유의

수  .01 수 에서 모두 정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구체 으로 부모의 경

제  지원  학업 리의 회귀계수 값은 각각 4.21과 6.37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자기조 학습

능력의 회귀계수 값은 13.05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의 학업에 한 부모의 경제  지원  학

업 리와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부모

가 사교육에 많은 경제  비용을 투자하고 자녀의 학업에 심을 가질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

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이다. 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자기

주도  학습태도가 학업성취에 요함을 보여 다.

표 화회귀계수를 통해 이들 세 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학생

의 자기조 학습능력이 부모의 경제  지원  학업 리보다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경제 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평소에 자녀의 학업을 리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

모의 경제  지원 못지않게 부모의 학업 리와 같은 행동 ․심리  지원이 학생의 학업성취

에 많은 향을 미침을 보여 다. 구체 으로 부모의 경제  지원, 학업 리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조 학습능력의 표 화 회귀계수는 각각 0.04, 0.07, 0.0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p

2학년 수학성취도 0.50 0.01 0.54 53.51 .00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4.21 1.08 0.04 3.90 .00

부모의 학업관리 6.37 1.00 0.07 6.39 .00

자기조절학습능력 13.05 1.76 0.08 7.40 .00

<표 3> 3학년 수학성취도에 한 2학년 수학성취도, 부모의 경제  지원  학업 리, 

자기조 학습능력 회귀분석 결과

이어서 본 연구의 목 인 부모의 학업 리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의 조 효과에 따라 

가정의 경제  지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해, 각 변수

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포함시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각 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포함시킨 모형의 결정계수(R
2
)는 0.398로, 기존모형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변화량=.007,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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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부모의 학업 리의 조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자녀의 학업

에 한 가정의 경제  지원의 효과는 부모의 평소 학업 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부

모의 학업 리 정도에 따른 사교육의 효과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한 그래 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학업 리정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사교육의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심을 가지고 이

를 리할 때, 사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직 인 심과 개입을 보이지 않는 경우, 사교육의 효과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의 조  효과  부모의 학업 리, 자녀의 자기조 학습능력의 주효

과는 찰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주요 변수들의 주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

과,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부모의 학업 리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지원 효과를 제외하는 경우, 경제  

지원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때 부모의 학업 리와 같은 조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요

하다는 것을 보여 다. 한편, 부모의 학업 리와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생의 학업성취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p

2학년 수학성취도 0.50 0.01 0.54 53.42 .00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20.72 9.65 -0.19 -2.15 .03

부모의 학업관리 -2.92 4.01 -0.03 -0.73 .47

자기조절학습능력 4.72 7.17 0.03 0.66 .51

경제적 지원×학업관리 4.19 1.75 0.18 2.39 .02

경제적 지원×자기조절 3.76 3.13 0.11 1.20 .23

<표 4>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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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모의 경제  지원과 학업 리에 따른 3학년 수학성취도 평균

Ⅳ. 논의

본 연구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부모의 학업 리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높은 

심을 가지고 이를 리하는 경우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동시에 부모의 학업 리  학생의 자기조 학습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배제한 부모

의 경제  지원의 효과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과 부모의 경제  지원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

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은 부모의 학업 리에 비해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부모의 학업 리 정도에 따라 달라

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지원 못지않게 부모의 행동 ․심리  지원이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부모의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련하여 지 까지 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다. 하지만 실제 부모들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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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그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정 인 향을 미치는가와 련된 시사

을 얻기는 힘들었다.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가족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자녀의 학업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기에(Yu & Yang, 1994), 당장 가계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재의 고통을 감수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를 향상시키기 해 가장 효과 이면서 필수 인 지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경제 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에 효과 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부모의 경제  지원이 자녀에게 효과 으로 달되기 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진지한 심을 갖고 자녀의 학업  어려움을 공감하고 정서  행동  지원을 보내는 

학업 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모

는 무작정 자녀를 학원에 보내거나 가정교사의 지도하에 두는 것보다, 실제 자녀가 학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학업에 한 진지한 심과 리가 부재한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학생의 학업에 부

정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 역시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에 상 없이, 부모

가 자녀의 학업을 오직 경제 으로만 지지하는 경우 오히려 부모의 지지는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 다(장혜정, 2005). 이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효과를 배재한 사

교육의 효과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부정 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 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에 한 부모 역할의 부라

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 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자녀의 학

업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의 자녀 교육방식에 한 반성  시사 을 제안한다.

이처럼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가 학업 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

교육과 같은 부모의 경제  지원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 다. 부

모의 경제  지원에 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경제  지원의 효과가 정 일 수도 혹은 부

정 이거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을 모두 보여 다(Meece, 2002; 이은우, 2006; 상경아, 백순

근, 2005; 최정선 외, 2007; 윤정일, 1997). 이들은 부모의 경제  지원이 학업  부담을 가 시

켜 학생의 학업성취  학습동기에 부정  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박 양, 이성희, 2004; 이

종태 외, 2002), 한 부모의 경제  지원이나 가정의 배경은 학생의 학업성취  동기와 직

 련이 없을 수 있음을 보고한다(Stipek & Ryan, 1997; 한 동, 성병창, 길임주, 2001) 이러

한 결과들은 자녀의 학업에 한 부모의 경제  지원의 효과는 그 자체로서는 알기 어렵다는 

을 드러낸다. 부모의 경제  지원의 효과가 학생의 유능감과 같은 동기  심리구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연구(김종백, 김 엽, 2009; Grolnick & Slowiaczek, 1994)와 마찬가지

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  지원의 효과가 부모의 학업 리 수 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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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들은 부모의 경제  지원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을 보여 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부모의 경제  지원의 효

과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이러한 경제  지원의 효과를 조 하는 조 변인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부모의 학업 리에 비해 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자기조 학습능력의 요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Shunk, 

1994; Zimmerman, 2000)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의 효과

가 비교  게 나타난 것은 학생의 연령  특성을 반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으

로 어린 아동과 청소년기 기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교라는 기 으로 주 생활공간을 옮긴 

기간이 상 으로 짧으며, 자율성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기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는 부모-자녀 계와 같은 학생에게 사 으로 유

의미한 인물이 보다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선숙, 고미선, 2007).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생들의 자기조 학습능력은 반복된 학습경험에 의해 발달하는 

구인으로(Oaten & Cheng, 2006; McPherson & Renwick, 2001; Muraven, Baumeister & Tice, 

1999),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ntzel, 1993). 즉, 

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자기조 학습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학생  성인에 비

해 자기조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을 고려하 을 때,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 학생들의 자기조 학습능력이 사교

육의 효과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 

고등학생  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문제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수학성취가 수학성 을 언하는 가장 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Marsh, 1990)에 근거하여, 년도 수학성취도 수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개인의 수학학업성취도는 이  수학성취도 수 외의 다른 여러 개인 ․사회  요인

의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수학과목에 한 흥미, 부모의 기

 등의 다른 타당한 변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추가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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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at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effect was examined with the two moderating variables of parents' 

academic involvement and students' self-regulation ability. In this study, the data of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was used and was analyz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academic 

work increased the positiv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main effect of private tutoring was negative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hich indicates that private tutoring itself woul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out parental involvement in students' 

academic work. On the other hand, students' self-regulation ability showed no significant 

main and moderating effect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how parents would support their children's academ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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